
뉴올리언즈 침례신학대학교 과정에 대하여 자주 문의하는 질문들 

한국부 (KTI) 란 무엇인가? 

한국어 신학교 (KTI)는 뉴올리언즈  침례신학대학원 (New Orleans Baptist 

Theological Seminary) 에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언어인 한국어로 공부할 수 

있는 우수한 신학교육과 사역자로 훈련받도록 하기위한 과정입니다. 실제로 미국 

안에는 800 여개 이상의 한인교회가 한인 남침례교 협의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. 

KTI 는 한국 학생들에게 정식으로 인정받는 학부와 대학원 학위를 제공합니다. KTI 

에서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학생들은 다음 두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공부를 할 수 

있습니다. 

Duluth 강의 – 강의실에서 진행되는 KTI 과정은 아틀란타에 있는 뉴올리언즈 

침례신학교의 한국어 과정을 통해서 가능합니다. 학생들은 뉴올리언즈 침례신학교의 

Duluth Campus 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. NOBTS 의 Duluth Campus 는 First Baptist 

Church Duluth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아래 

인터넷 링크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 http://www.nobts.edu/kti/  

Online 강의 – 온라인 신학대학원 강의들은  KTI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강의들 

입니다. 한국인들 중에서 교실 수업에 참여하실 수 없는 학생들에게 한국어로 우수한 

신학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강의들입니다.  

어떠한 수업들이 제공됩니까? 

KTI 정규과정과 Online 과정에 제시된 과목들이 수업으로 제공됩니다. 

정규과정과 온라인과정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납니까? 

모든 정규과정은 봄학기는 1 월에 시작해서 5 월에, 그리고 가을학기는 8 월에 시작해서 

12 월에 끝납니다. 온라인과정도 같은 기간입니다. 이 모든 과정은 각 학기가 시작하는 

첫번째 주에 강의를 소개하고, 학생들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.이 주간에 

학생들과 교수들은 서로 의견을 교환하실 수 있습니다.  

KTI 정규과정과  온라인과정은 공식적인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? 

에. NOBTS 는 SACS(the Southern Association of Colleges and Schools) 에 

가입되어 있으며, 학부 (B.A.), 대학원 (Graduate), 박사 (Ph.D) 학위들을 제공할 수 

있는 공식인가된 학교입니다. NOBTS 에서 수여하는 모든 신학대학원 학위들은 ATS 

(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)에 

의해서 인정을 받습니다. 

http://www.nobts.edu/kti/


 

온라인 강의들을 통해서 얻은 학점들은 신학대학원 (MDiv.) 과정의 학점으로 인정받게 

됩니다. 또한 다른 신학교들과 서로 학점을 인정받는 것도 가능합니다.  

정규과정과 온라인 과정을 통해서 정식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까? 

네. 그렇습니다. M.Dive 과정,온라인 과정과 MTS 온라인 과정은 정식 인정받은 대학원 

석사과정입니다. 

정규과정과 온라인과정은 다른 기관들로 학점 전환이 가능합니까? 

네. 현재 강의들은 신뢰할 수 있는 공인된 학점들을 제공하며 이수한 학점들은 다른 

학교로 전환이 가능합니다. 그러나, 일반적으로 다른 기관에서 이수한 학점들을 인정해 

주는 것은 학점 전환을 요구받은 기관의 결정에 따라 다릅니다. 

온라인과정 학비는 얼마입니까? 

2016 년 현재 한 학점당 학부는 $225 입니다. 여기에 온라인 program fee 로 학점당 

$85 이 추가되고, 등록비가 한과목당 $90 추가됩니다. 따라서, 3 학점의 강의를 

인터넷으로 수강하는 경우에 총 $1020 입니다. 온라인 강의인 경우에는 남침례교단 

멤버로서의 할인혜택이 없습니다.  

Registration Fee: $90 Per Course 

Tuition: $225 Per Credit Hour 

Online Program Fee: $85 Per Credit Hour 

정규과정 학비는 얼마입니까?  

정규과정인 경우에는 남침례교단 멤버로서의 할인혜택이 있습니다.  

Registration Fee: $90 Per Course 

Tuition: Southern Baptist: Undergraduate: $245 Per Credit Hour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Graduate: $240 Per Credit Hour 

            Non-Southern Baptist: Undergraduate: $355 Per Credit Hour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Graduate: $350 Per Credit Hour 

 



입학을 위해서 토플 점수를 제출해야 합니까? 

아닙니다. 모든 KTI 의 정규과정과 온라인과정은 한국어로 진행되기때문에 토플점수는 

필요하지 않습니다.  

등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? 

KTI 웹사이트상에서 온라인으로 입학을 신청하시고, 신청후에 학교에서 등록과 관련한 

이메일을 받게되면, 그 이메일을 통해 학교에서 요구하는 등록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

제출하시면 됩니다. 특별히 수강하는 과목을 정식 학점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학생은 

입학서류를 모두 작성하고 학부 (B.A)를 마쳤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성적표를 이전 

학교에서 NOBTS 로 직접 보내시면 됩니다. 도움이 필요한 분은 KTI 에 문의하시기 

바랍니다. 

등록문의: kti@nobts.edu (KTI Administrative Assistant) 

              bchoi@nobts.edu ( KTI Director: 최봉수 교수님) 

KTI 웹사이트에 가시면 보다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: 

http://www.nobts.edu/kti/    

기타 상세한 문의는 KTI 행정사무실로 연락하시거나, 이메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

KTI Program Office Phone: 678 533 7465  

KTI Director 최봉수 교수님 Phone: 678 687 0756 

KTI Email: kti@nobts.edu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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